
 

HYPONIC IGC 2023 REGULATION 
 

 

참가 그루머 및 모델견 에티켓 등의 규정은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Categories & Classes 

 

K-Grooming 

HYPONIC IGC 2023의 K-Grooming은 Asian style과 Model dog으로 구분하며 각각 3개의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Technical Aspects (기술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ian style 

① Korean Fusion 

② Full Scissoring 

③ Other Dog Breeds 

 

Model Dog Challenge (위그 경연) 

① Creative Grooming Arts 

② Breed Creative (All Pure Breeds) 

③ Salon Style 

 

참가자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 아래의 Clas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Entry Class 

- 필드경력 1년 미만의 그루머 (학원 경력 포함 최대 2년 미만) 

- HYPONIC IGC 2023 참가 신청시 증명서 (자격증)와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HYPONIC IGC 2021 Entry Class에 참가한 그루머는 동일한 Class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Intermediate Class로 참가해야 함) 

 

② Open Class  

- 필드경력 1년 이상의 그루머 (학원 경력 포함 2년 이상) 

 

③ Champion Class 

- 2024년 신설 예정 

- IGC 및 다른 대회 Open Class에서 1위를 수상한 그루머를 위한 Class 



 

SHOW Trimming 

HYPONIC IGC 2023의 SHOW Trimming은 3개의 종목으로 나눠집니다. 

현재 도그쇼에서 인정되는 견종과 미용 클립만 허용됩니다. 

종목별, 견종별 특성에 따라 미용 시간이 차등적으로 배정됩니다. 

 

① Poodles 

② Pure Breeds 

③ Knife Breeds : 나이프 견종 (테리어, 스파니엘) 

 

참가자는 본인의 경력에 따라 아래의 Class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lass별 참가 자격 안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해당 Class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Entry Class 

- 필드경력 1년 미만의 그루머 (학원 경력 포함 최대 2년 미만) 

- HYPONIC IGC 2023 참가 신청시 증명서 (자격증)와 포트폴리오 제출 필수 

- HYPONIC IGC 2021 Entry Class에 참가한 그루머는 동일한 Class로 참가할 수 없습니

다. (Intermediate Class로 참가해야 함) 

 

② Intermediate Class (안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참가 가능함) 

- 현재 독쇼에서 인정되는 견종과 미용 클립의 기술 표현이 가능한 그루머 

- 현재 쇼잉을 하고 있거나 필드 경력 5년 이상인 그루머 

- 학원장 추천서를 지참한 그루머 

- HYPONIC IGC 2021 Intermediate Class에서 입상하지 못한 그루머는 Class 변동 없이 

재 출진 가능하며 HYPONIC IGC 2021 Intermediate Class 입상한 그루머는 Intermedia

te Class 재 출진은 불가능하며 Open Class로 출진을 해야 합니다. 

 

③ Open Class (안내 중 한 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참가 가능함) 

- 교사급 이상 

- 공신력 있는 기관장 또는 학원장의 경력 증명 

- HYPONIC IGC 2021 Intermediate Class 입상자 

 

④ Champion Class 

- 2024년 신설 예정 

- IGC 및 다른 대회 Open Class에서 1위를 수상한 그루머를 위한 Class 

 

 



 

General Aspects (일반사항) 

모든 출진 견은 목욕과 드라이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귀 청소, 발톱 컷 포함) 

모든 출진 견의 배와 항문, 발바닥은 클리핑 정돈을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① SHOW Trimming 시저링 견종의 코트는 마지막 미용을 한 날로부터 최소 6주 이상이거

나 털길이는 힙쪽 탑라인을 기준으로 4c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K-Grooming Korean Fusion(스포팅)의 코트는 마지막 미용한 날로부 터 6주 이상의 길이

이어야 하며 대회 당일 기준은 2cm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K-Grooming Full Scissoring(풀시저링)의 코트는 미용한 날로부터 6주 이상의 길이이어야

 하며 대회 당일 기준은 3cm 이상이어야 합니다. 

 

 

 

 

 

 

 

 

 

 

 

 

 

 

 

 

 

 

 

 

 

 

 

 

 

 

 



 

Technical Aspects (기술사항) 

 

K-Grooming 

K-Grooming 기술 사항은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전달력이 

있기에 사진을 첨부해 설명드립니다. 

 

Asian style 
 

① Korean Fusion (참가 가능한 견종 : 푸들, 비숑프리제) 

  : 바디 클리핑 + 다리 가위컷 종목으로 [푸들 Class]와 [비숑프리제 Class]로 나눠집니다.  

: 사용 가능한 클리퍼 날은 7F, 5F 입니다.  

: 기본적으로 푸들과 비숑은 몸을 밀고 다리를 컷트한다. 단 약간의 패션이 가미될 경우 

15분 추가됨 (하트, 엉뽕, 기타 모양 추가시) 

Ex) 기본 1시간 30분 + 하이바 15분 엉뽕 15분 = 2시간 

    테디베어 스타일 1시간 30분 + 하트 15분 = 1시간 45분 

 
 

② Full Scissoring (참가 가능한 견종 : 푸들, 비숑프리제) 

: 전체 가위 컷 종목으로 [푸들 Class]와 [비숑프리제 Class]로 나눠집니다. 

: 기본적으로 푸들과 비숑은 전체 가위로만 컷트하여 진행을 한다. 

 단 패션이 가미된 미용을 병행할 경우 부분 클리핑 허용 

Ex) 푸들 28가지 클립, 푸들 변형, 아트 미용 – 꽈베기, 나선모양, 엉뽕, 하트, 리본, 기타  

    모든 미용은 2시간 
 

 



 

③ Other Dog Breeds (기타 견종 : 포메라니안, 말티즈, 시츄, 말티푸, 믹스견 등)  
 

 

 

 

 

 

 

 

 

 

 

 

 

 

 

 

 

 

 

 

 

 

 

 

 

 

 

 

 

 

 



 

Model Dog Challenge (위그 경연)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K-Grooming의 Model Dog Challenge는 

모든 브랜드의 위그독 출진 가능하며 털 길이는 7센티 이상 되어야 합니다. 

 

① Creative Grooming Arts 

: 테마가 있는 아트 미용으로 개의 골격을 위로 염색 및 악세사리를 허용하며 견종명 대

신 주제를 정하여 창작하는 종목입니다. 

(사전 작업 가능 범위: 견종의 기본 염색 가능, 염색 섹션 나누기 및 기본 틀 잡기) 

 

 

② Breed Creative (All Pure Breeds) 

: 염색과 함께 가위와 클리퍼를 이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견종의 스탠다드를 표현하는 종

목입니다. 

(사전 작업 가능 범위: 견종의 기본 염색 또는 염색이 되어 있는 견종 가능 또는 흰색 가능) 
 

 

 

③ Salon Style 

  : 염색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 독의 단일 색만 허용하며 가위와 클리퍼로만 미용하는 종목

입니다. 
 

 



 

※ Model Dog Challenge (위그 경연) 채점표 ※ 

 

K-Grooming 기타사항 

K-Grooming은 모든 도구와 스타일 연출이 가능합니다.  

K-Grooming에서 입상을 한 모든 견종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상식 때 가벼운 악세사리 착

용이 가능합니다. (ex: 스카프, 케이프) 

* 허용하지 않는 것: 대회 중의 컬러링 작업(염색), 펄, 세팅 스프레이 (단 Creative Groomin

g Arts 와 Breed Creative는 허용) 

 

 

 

 

 

 

 

 

 

 

 

 

 

 

 

 

 

 

 

 

 

  
창의력 

(Creative Ability) 

기술력 

(Technical Skills) 

표현력 

(Last Presentation) 

기타 

(그루밍 전 위그 상태, 그루머 

태도, 도구 종류, etc) 

Creative  
Grooming Arts 

30 25 25 20 

Breed Creative  
(All Pure Breeds) 

20 20 40 20 

Salon Style 15 45 20 20 



 

SHOW Trimming 

SHOW Trimming의 모든 견종은 FCI와 AKC 스텐다드 브리드를 준수합니다. 

 

① 푸들, 순수 견종 

대회 전 얼굴과 발은 클리핑을 마친 상태이어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도구: 클립코움 

허용되는 도구 : 위 도구 외 견종에 필요한 도구 사용 가능 

              

② 테리어/스파니엘 

허용되는 도구 

  : 나이프, 스트리핑 스톤, 컬러파우더, 초크, 스프레이, 크림 등 

클리퍼 인정 범위 

- 스코티쉬 테리어: 배, 머리, 귀 

- 웨스트 하이랜드 테리어: 배, 귀 

- 스파니엘: 배, 귀 

- 슈나우져: 배, 머리, 귀 

 

HYPONIC IGC 2023은 자격증 대회가 아니기에 자격 범위에 규정을 두지 않고 스타일과 미

용 기술의 난이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견종별 Allowed Time 

종목별 대회 시작 시각은 같으며 종료 시각은 견종, 타입별로 다르게 운용됩니다. 

대회 중 전광판에 타임을 공지하며 심사위원이 개별적으로 재 알림을 합니다. 

(1차: 마감 15분 전 알림, 2차: 종료 알림) 

 

K-Grooming 

① Entry Class 

- 모든 스타일 2시간 

 

② Open Class 

- Korean Fusion (Sporting) : 기본 1시간 30분, 하이바, 귀툭, 브러컬리 등 1시간 45분 

- Full Scissoring : 비숑프리제 2시간, 푸들 1시간 45분 (하이바, 귀툭 15분 추가) 

- Other Dog Breeds : 클리핑 견종 1시간 30분 / 풀시저링 견종 1시간 45분 

 

③ Model Dog Challenge 

- Class, 종목 구분 없이 모두 2시간 

 

SHOW Trimming 

① Entry Class 

- 모든 견종 2시간 

 

② Poodles 

- 토이 푸들(11“and under): 1시간 30분 (셋팅 견종 15분 추가) 

- 미니어처 푸들(over 11“up to and including 17”): 1시간 45시간 (셋팅 견종 15분 추가) 

- 미디엄 푸들(over 17“ up to and including 23”): 2시간 (셋팅 견종 15분 추가) 

- 스탠다드 푸들(over 23“): 2시간 15분 (셋팅 견종 15분 추가) 

 

③ Pure Breeds 

- 비숑프리제: 2시간 

- 베들링턴테리어: 2시간 

- 케리블루테리어: 2시간 15분 

 

④ Knife Breeds 

- 테리어(without clipper): 2시간 15분 (large size 2시간 30분) 

- 테리어(with clipper): 2시간 (large size 2시간 15분) 



 

- 스파니엘: 2시간 

 

** 전 종목은 대회 시작 1시간 경과 후 10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주어지며 경연 시간에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강아지 화장실 이용 가능) 

단 Model Dog Challenge(위그 경연)는 브레이크 타임 없이 진행됩니다. 

 

 

 

 

 

 

 

 

 

 

 

 

 

 

 

 

 

 

 

 

 

 

 

 

 

 

 

 

 

 



 

<Nominations finalists/세미 시상> 

 

Nominations finalists 때는 석차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픽업 된 시상자들은 Presentation of prizes(하이라이트 시상식)에서 석차 발표와 함께 트로

피가 수여됩니다. 

 

K-Grooming 

 

① Entry Class 

- Best Of K-Style (Korean Fusion 그룹) 

  : 푸들, 비숑 각 1마리 (1석, 2석) 

- Best Of Scissoring (Full Scissoring 그룹) 

  : 푸들, 비숑 각 1마리 (1석, 2석) 

- Best Of Creative Grooming (Model Dog Challenge) 

  : 1개 

   - Best Of Pure Breed Style (Model Dog Challenge) 

  : 1개 

   - Best Of Salon Fusion (Model Dog Challenge) 

  : 1개 

 

② Open Class 

- Best Of K-Style (Korean Fusion 그룹) 

  : 푸들, 비숑 각각 2마리 

- Best Of Scissoring (Full Scissoring 그룹) 

  : 푸들, 비숑 각각 2마리 

- Best Of Multi-breed (Other Dog Breeds 그룹) 

  : 2마리 

- Best Of Creative Grooming (Model Dog Challenge) 

  : 2개 

   - Best Of Pure Breed Style (Model Dog Challenge) 

  : 2개 

   - Best Of Salon Fusion (Model Dog Challenge) 

  : 2개 

 



 

SHOW Trimming 

 

① Entry Class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 총 2마리 (1석, 2석)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 총 2마리 (1석, 2석) 

 

② Intermediate Class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 4마리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 3마리 

- Best Of SHOW Trimming Knife Breed 

  : 3마리 

 

③ Open Class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 3마리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 2마리 

- Best Of SHOW Trimming Knife Breed 

  : 2마리 

 

 

 

 

 

 

 

 

 

 

 



 

<Presentation of prizes/하이라이트 시상> 

 

K-Grooming 

① Open Class 

- Best Of K-Style (Korean Fusion 그룹) 

  : 4석까지 시상 

- Best Of Scissoring (Full Scissoring 그룹) 

  : 4석까지 시상 

- Best Of Multi-breed (Other Dog Breeds 그룹) 

  : 2석까지 시상 

- Best Of Creative Grooming (Model Dog Challenge) 

  : 2석까지 시상 

   - Best Of Pure Breed Style (Model Dog Challenge) 

  : 2석까지 시상 

   - Best Of Salon Fusion (Model Dog Challenge) 

  : 2석까지 시상 

 

SHOW Trimming 

① Intermediate Class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 4석까지 시상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 3석까지 시상 

- Best Of SHOW Trimming Knife Breed 

  : 3석까지 시상 

 

② Open Class 

- Best Of SHOW Trimming Poodle 

  : 3석까지 시상 

- Best Of SHOW Trimming Pure Breed 

  : 2석까지 시상 

- Best Of SHOW Trimming Knife Breed 

  : 2석까지 시상 



 

SPECIAL PRIZE 

 

Best Of Breed Trend 

  : 특별 초빙 인사가 선정하는 특별상  

  : 한국 그루머 상금 30만원 

    해외 그루머- USD 300 

 

Best Of Makeover  

  :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르거나 Before와 After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된 클립

에 주는 상으로 ‘SHOW Trimming’에 한하여 수여하는 특별상  

   (예시) 털 길이를 6주 이상으로 제시했으나 더 많은 털을 길러와 본인의 실력을 뽐내고 

살려 Before와 After를 완전히 다르게 표현해낸 그루머) 

  : 한국 그루머 상금 100만원 

    해외 그루머- USD 1,000 

 

Best Of Model Dog  

  : Model Dog Challenge에서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 

  : 한국 그루머 상금 100만원 

    해외 그루머- USD 1,000 

 

Best All-Round Groomer 

  : K-Grooming과 SHOW Trimming에 모두 참가하여 2개 이상의 종목에서 입상한 그루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하는 특별상 

 : 한국 그루머- 벨기에 ‘그루마니아 2023’ 출진 지원 (항공, 호텔, 대회출진비) 

      해외 그루머- USD 2,000 

 

Best In K-Grooming 

  : K-Grooming에서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 

  : 한국 그루머 상금 200만원 

    해외 그루머- USD 2,000 

 

Best In Show 

  : SHOW Trimming에서 가장 큰 점수를 획득한 그루머에게 시상 

  : 한국 그루머 상금 300만원 

해외 그루머- USD 3,000 



 

K-Grooming 상세 설명 

 

①Korean Fusion ②Full Scissoring ③Other Dog Breeds ④Model Dog Challenge 

 

①Korean Fusion(스포팅)과 ②Full Scissoring(풀시저링)은 한국의 대표적인 미용 트랜드이

자 대표적인 미용 스타일입니다. 이런 팬시한 트랜드를 표현하기 가장 적합한 견종 또한 한

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푸들과 비숑 이기에 이 두 개의 카테고리 안에는 <푸들과 비숑> 두

 견종으로만 진행하며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팅과 풀시저링이 한국의 대표적인 미

용 스타일이란 것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하고 세계인들에게 스포팅과 풀시저링이 Asian Fusi

on Style이 아닌 K-Grooming 으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해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있기에 

스탠드화된 스타일 고정에 있어 심사평의 공정성과 단일성을 위해 다른 이하의 스타일 변형

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①Korean Fusion(스포팅)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으로 몸을 밀고 네 다리는 가위 컷을 하며 얼굴은 하이바나 귀툭, 브

로컬리 등으로 진행합니다. 단 얼굴을 테디베어컷 또는 클리퍼 사용으로 머즐 폭이 줄어드

는 경우는 1시간 30분 내 완성해야 합니다. 미용 제한 시간에 대해 아래 참조를 부탁드립니

다. 

 

* 발등 올리기와 발등 덮기 모두 가능 

* 몸, 다리 길이: 마지막 미용한 날로부터 6주 이상의 길이이어야 하며 대회 당일 기준은 2c

m 이상이어야 함 

* 몸 클리핑- 7F, 5F (0.5cm 이상) 

* 다리 시저링: 기둥 모양 또는 나팔 모양의 컷 등 반드시 다리 전체를 커트해야 함 (판타롱

은 인정하지 않음) 

* 얼굴-귀 분리(귀툭),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들링턴, 무스타슈, 모학, 언발란스, 몽키,

 캔디 

* 시간: 테디베어, 무스타슈, 모학 1시간 30분  

       귀 분리(귀툭), 하이바, 브로컬리, 몽키, 캔디, 베들링턴, 언발란스 1시간 45분  

       스텐다드 푸들 2시간 ~ 2시간 15분  

 

②Full Scissoring(풀시저링) 

한국을 대표하는 미용으로 전체 가위로만 진행을 하며 현재 필드에서 쇼잉하는 순수한 정통

 스타일만 가능합니다. 스타일에 따른 시간 차이는 없으며 하이바, 테디베어 모두 같은 2시

간내 완성을 합니다.  



 

 

* 발등 올리기와 발등 덮기 모두 가능 

* 몸, 다리 길이: 미용한 날로부터 6주 이상의 길이이어야 하며 대회 당일 기준은 3cm 이상

이어야 함 

* 몸, 다리 시저링: 기둥 모양 또는 나팔 모양의 컷  

* 얼굴: 귀 분리(귀툭), 하이바 브로컬리, 테디베어, 베들링턴, 무스타슈, 모학, 언발란스, 몽키,

 캔디 

* 시간: 모든 스타일 2시간 

       스텐다드 푸들 2시간 15분 ~ 2시간 30분 

 

③Other Dog Breeds (Multi Style OR Salon Fusion) 

이 종목은 기타 견종인 Other Dog Breeds로 다양한 견종들과 다양한 스타일(멀티스타일 또

는 살롱퓨전)을 연출하고자 하는 그루머의 창의성 표현 및 개발을 지향합니다.  

 

* 도구: 모델견의 건강에 위협적이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도구 및 

용품을 허용함 

1) 허용하지 않는 도구 및 용품: 반짝이 펄, 염색파우더, 염색약(염색행위), 헤어스프레이(펫

미용에만 금지, 쇼미용은 사용 가능) 

2) 허용하는 도구 및 용품: 목에 착용할 수 있는 스카프 등의 가벼운 액세서리, 헤어업을 위

한 고무 밴드 또는 리본, 사전 염색 (전체 바디의 1/3을 넘지 않아야 함) 

 

* 출진 가능 견종: 말티즈, 푸들, 비숑, 꼬똥, 슈나우저, 포메라이언, 말티푸, 요크셔테리어, 시

츄, 코카스파니엘 

* 스타일버젼: 스포팅, 풀시저링, 판타롱, 슈나퓨전, 코카퓨전, 염색포함스타일, 패턴포함스타

일 

* 시간: 미디엄 사이즈 이하 모두 2시간 

        스텐다드 푸들&라지브리드 스포팅 2시간 15분 / 풀시저링 2시간 30분 

 

④Model Dog Challenge (위그 경연) 

 

[A] creative grooming  

* 도구: 모든 도구 및 용품을 허용함 

1) 허용하지 않는 도구: 위협적인 도구 및 용품, 보기에 혐오적이거나 무거운 액세서리 

2) 허용하는 도구 및 용품: 반짝이 펄, 염색 파우더, 염색 스프레이, 세팅 스프레이,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 

 



 

[B] pure breed style  

* 도구: 모든 도구 허용함 

1) 허용하지 않는 도구 및 용품: 반짝이 펄, 액세서리 

2) 허용하는 도구 및 용품: 염색 파우더, 염색 스프레이, 세팅 스프레이,  

                         필요에 의한 부착 위그털 

 

[C] salon fusion or varied style  

* 도구: 모든 도구 허용함 

1) 허용하지 않는 도구 및 용품: 무거운 액세서리, 염색 파우더,  

                              염색 스프레이 (컬러별 기성품 무관) 

2) 허용하는 도구 및 용품: 부분적 세팅 스프레이, 가벼운 액세서리 및 스카프,  

                         부분 반짝이 펄, 필요에 의한 부착 위그털 

 

 

 

 

 

 

 

 

 

 

  

 

 

 

 

 



 

모든 참가자 공통 사항 

 

① 가운: 개인 자율화 

 

② 하이포닉 그루밍 앞치마가 제공되며 대회 출진 시 반드시 앞치마를 착용해야 합니다. 

 

③ 테이블보:  

미용 시 테이블 위에는 어떠한 미끄럼 방지 패드도 인정하지 않으며, 테이블보는 반드시

 미용 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용한 자신의 모델견과 매칭해 잘 어울리는 드레스

나 테이블보 추천) 

 

④ 기본 세팅 기자재:  

   전동테이블 (45x75), (60x90), 테이블 암, 보조 의자, 미용용품 보관 트레이 

 

⑤ 개인물품 보관 락커 제공 (출진 대회 시작 1시간 전부터 대회 종료 30분 후까지) 

 

⑥ 대회 시작 1시간 경과 뒤 10분 브레이크 타임 (강아지 화장실 이용 가능) 

 

⑦ 별도의 강아지 화장실 설치 

 

⑧ 해외 출진 자들에게는 대회장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비즈니스 호텔을

 연결해드립니다. (셔틀버스 경유) 

 

⑨ Ⓐ대회장과 Ⓑ대회장 근처의 제휴 애견 호텔에 별도의 목욕룸, 드라이룸 설치 

 

Ⓐ 대회장 목욕, 드라이룸 

- 욕조 3개, 드라이 5대, 스피드 3대 설치 운영 

-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릴 수 있기에 목욕룸, 드라이룸 입구에 비치된 대기리스트 작성

을 통해 자율 예약, 사용 

- 개인 테이블 및 드라이기 반입 가능 

- 운영일시 

6월 14일 오전 05시부터 ~오후 5시까지 

6월 15일 오전 05시부터 ~오후 8시까지 

 

 



 

Ⓑ 제휴 애견호텔 목욕, 드라이룸 

- 도그어스 플래닛 삼성점 : 서울 강남구 삼성로 550, 3층 

- 대회장과 1.5km 거리(차량으로 10분 소요),  

- 주차장 안내: 호텔 주차장 MAX 2대 주차 가능,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맞은편 커

피빈 건물 발렛 이용을 추천 드립니다. (2시간 4,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추가)    

 

 

 

 

 

 

 

 

 

 

 

- 욕조 1개, 드라이 3대, 스피드 1대 설치 운영 

- 특정 시간대 수요가 몰릴 수 있기에 목욕룸, 드라이룸 입구에 비치된 대기리스트 작성

을 통해 자율 예약, 사용 

- 개인 테이블 및 드라이기 반입 가능 

- 대회 전 날(6월 13일) 오후 3시부터 대회 마지막 날(6월 15일) 오후 10시까지 24시간 

운영 예정입니다. 

 

⑩ 셔틀버스 운행 안내 

해외 출진 자들의 모델견 숙박과 편의를 위해 애견 호텔과 제휴를 하였고 이동 편의를 위

해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해외 출진자 지정 호텔, 애견 호텔, 대회장은 2KM 이내의 거리이며 모두 순회하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 셔틀버스 운행 구간 : 해외참가자 지정 호텔 > 애견 호텔 > 대회장 순환 운행 

- 셔틀버스 운행 시간 :  

6월 13일 오후 0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6월 14일 오전 05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월 15일 오전 05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⑪ 출진 자들의 편의를 위해 모든 미용 테이블은 새 전동테이블로 전시, 세팅되며 대회를 

마친 후 출진 자에게 먼저 정가 대비 30% 할인구매의 기회를 드리게 됩니다.  



 

테이블이 남을 경우 갤러리에게 기회가 돌아갑니다. 

테이블은 대회를 마친 후 현장에서 바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